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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미개발 지역으로 인간에 의한 오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의한 지구의 변화를 그대로 기록한 거대 자연사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야기되고 있는 전 지구적 폭염, 폭설, 기습 한파 등의 기후 변화는 수온의 상승, 대기 중 온실기체의
증가, 홍수와 가뭄의 빈도 증가, 해수면의 상승 등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 시킴으로써 생태계에
커다란 충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양 극지역의 경우, 이러한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경적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 지역에 덮여있는 눈과 얼음에 의해 태양에너지 반사율이 70%
이상이 되는데, 녹을 경우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에너지의 양이 증가하면서 이상기후가 가속화될 것이
며, 이에 따른 생태계도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지역의 경우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반응이 저
위도 지역보다 훨씬 높으므로 빙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만 한다.
극지의 생태학적 중요성은 크게 대기, 지질, 빙하, 운석 및 생물학적 측면과 잠재적 자원개발의 가
능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의 발생되는 질소산화물과 석유화합물의 사용으로 인하
여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남극권에서 10여년 사이의 오존량의 약
50%가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크다.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표 도달 자외선 양의 증가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대기의 순환, 더 나아가 기후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최적의
연구 장소가 바로 극지방이다.
지질학적 측면에서의 극지는 지구에 대륙이 처음으로 형성된 시기가 42억 년 전 이라는 증거가 동
남극에서 발견되었으며, 곤드와나(거대대륙)가 남극대륙을 중심으로 남미, 남아프리카, 호주, 인도로
존재하였다. 또한 남빙양 퇴적물에 지구 기후의 변화, 바다 얼음의 감소 및 생태계의 변화 등 과거에
발생하였던 모든 지구 변화의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관찰할 경우, 미래 지
구 환경 변화의 예측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빙하는 매년 내리는 눈이 그대로 쌓여 형성되어 있으므로 축적 당시의 대기성분을 알 수 있는 등 기
후에 대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빙하코어를 통하여 장·단기의 과거 기후변화와 가스와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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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졸 등의 대기성분 변화, 엘니뇨와 라니냐, 화산 폭발 및 대규모 산불 등 자연적·인위적 지구 환경
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남극 빙하에서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46억 년 전 지구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채 지구로 떨어진 운석의 80%가 남극에서 발견되었고 이를 연구하면 지구 탄생 초기
의 역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극지 생태계는 극한 환경 조건에 적응 및 지속적인 생명활동이 유지가 된 것으로 생태계의 먹이 그
물과 에너지 흐름의 변화는 지구 환경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다. 이 환경에 존재하
는 생물은 서식지의 저온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작게는 분자수준에서 크게는 유기체 수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여 적응·진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특별한
환경 적응 생체물질을 만들어 낼 것이다.
양극지방은 많은 양의 광물, 생물, 신물질 등 어마어마한 자원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다. 대량의 광물자원이 남극대륙과 주변의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는데, 특히 신에너지자원으
로 알려져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는 남빙양해저의 북극의 영구동토층에서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극지 해양생물권에는 잠재적인 수산 생물자원의 생산량이 전 세계 수산물 생산량을 능가할 정도로 알
려져 있다.
거대한 빙산과 눈으로 덮여있어 단순해 보이지만, 극지라는 환경에는 방대한 과거 지구 자연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 속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 극지는 이러한 잠재적 무한 가치를 가
지고 있으며 이 가치를 발견하고자 전 세계 많은 국가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많은 과학자들의 노
력을 통하여 극지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극지관련 국제기구인 남극조약협의 당사국 회의(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와 북극이사회(AC, Arctic Council) 등에서 많은 주요 쟁점 현안이 논의가 되고 있으며 이
러한 논의는 전 세계 국가의 과학연구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회의에서 남극권 관련 주요 쟁점 이슈는 2000년대 초반에는 선박운항
과 어업활동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 남극 생태계 보호와 특별보호종의 지정 등이 있었다. 이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생물자원탐사, 국제 극지의 해(IPY, International Polar Year) 전통 유지
및 계승, 기후 변화, 남극 관광 제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
Area), 남극 동식물 보호에 대한 남극조약환경보호의정서 제 2부속서 개정, 환경 비상사태 배상책임
에 대한 남극조약환경보호의정서 제 6부속서 비준 등으로의 쟁점화가 이동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내
용 분석 및 논의가 되고 있다.
반면, 북극이사회는 6개의 워킹그룹을 두고 많은 현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이들이 수행 중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북극권 국제 이슈를 살펴보면, 북극모니터링 평가프로그램(Arctic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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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ssessment Programme, AMAP), 북극동식물보전(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CAFF), 비상사태예방준비대응(Emergency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EPPR), 북극해양환경보호(Protection of Marine Environment in the Arctic, PAME), 지속가능
개발워킹그룹(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SDWG), 북극오염조치프로그램
(Arctic Contaminants Action Program: ACAP), 그리고 지속가능개발워킹그룹(SDWG)이 속한
다. 이들은 2~3년을 주기로 열리는 AC 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집행하여 세
부목표를 달성하며, 북극권 모니터링, 평가 정책제안을 위한 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많은 국가가 극지연구를 위하여 막대한 자본과 수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 그 중 미국, 러시
아, 영국, 독일, 호수, 일본이 남극조약협의 당사국 및 북극이사회에서 중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주요 6개 국가의 극지연구 개발과 정책 동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극지연구를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북극이사회 회원국
이자 남극조약 원초서명국으로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 활동을 하고 있다.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이 극지연구정책 및 연구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재단 내의 극지프로그
램연구청(Office of Polar Program: NSF-OPP)이 크게 남극연구부와 북극연구부로 구분되어 남
극·북극 과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NSF-OPP가 지원하는 연구분야 중 우선 북극연구의 주요 주
제는 지구생물학(생태학), 지질학, 지화학, 해양, 육지, 생물 및 인간 간 상호관계 규명을 주요 주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프로그램은 크게 대기화학, 생물과학, 지구과학, 빙하학, 해양학 및 사회과학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연구프로그램은 북극 자연 연구(Arctic National Sciences: ANS),
북극 시스템 과학 프로그램(Arctic System Science Program: ARCSS), 북극 사회과학 프로그램
(Arctic Social Sciences Program: ASSP), 북극관측 네트워크(Arctic Observing Network:
AON)가 있다. 남극연구의 주요 연구 프로그램은 남극 고층대기물리 및 천체물리 연구 프로그램
(Antarctic Aeronomy and Astrophysics Program), 남극 지구과학 프로그램(Antarctic Earth
Science Program), 남극 빙하연구 프로그램(Antarctic Glaciology Program), 남극 통합 시스템
연구(Antarctic Integrated System Program), 남극 해양대기 과학(Antarctic Ocean and
Atmospheric Sciences), 남극 유기체와 생태계(Antarctic Organisms and Ecosystems), 생물 동
태론, 생리학적 생태 적응 연구, 유전자 생물학 등의 주제로 진행 중이다.
북극 이사회와 남극조약협의당사국에서 미국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러시아는 극지연구소
(Arctic and Antarctic Research Institute of Roshydromet: AARI)가 연구 활동을 주관하여 담
당하고 있다. 연구부서로는 북극 대륙붕 연구실(Arctic Shelf Lab), 대기-해양 상호작용 연구부
(Air-Sea Interaction Dept.), 남극해양 연구실(Southern Oceans Lab), 극지 지리연구부(Polar
Geography Dept.), 고층대기 물리 연구부(Ipper Atmosphere Physics Dept.), 강 하구 수문학 연
구부(River Mouths Hydrology Dept.), 최장기 기상 예측(Super long term Weather Forecast),
해빙 현황 및 예측 연구부(Sea Ice Regime and Forecast Dept), 빙하물리 연구실(Ice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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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 측정장비 개발 연구부(Measurement Instruments Development), 해빙 자동정보 연구실
(Sea Ice Automated Information), 해양학부(Oceanology Dept.), 기상학부(Meteorology
Dept.), 해빙 중 선박 운행 연구부(Ship Performance in Ice Dept.) 등이 있다. 주요 연구 활동으로
는 남북극 지역에서 해양, 지구물리, 기상, 해양-대기 상호작용, 해빙, 빙하 극지지리, 수문학, 생태
학, 장기개발 및 해상 선박 운영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수행을 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남북극 환경 구성요소(빙설권, 수권, 지권, 대기권, 고층대기권) 내 기작 및 기작 간 상호작용에
대한 규명, 원거리 탐사 및 심부빙하시추 기술개발 및 수행, 동토공학, 북극 생태연구, 남북극 해양활
동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연구 및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 또한 남극연구 주도국 중 하나로, 남극 조약 원초서명국이자 북극 이사회 정식 옵저버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자연환경 위원회 (NERC) 산하 극지연구를 담당하는 남극연구조사
소(British Antarctic Survey, BAS)를 두고, 연구부서가 아닌 6대 연구 주제를 구성하여 과학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지구를 위한 극지 연구(Polar Science Planet Earth)라는 대주제 아래에 기후연
구(Climate), 빙상(Ice-sheets), 화학 및 고기후(Chemistry & Past Climate), 생태계
(Ecosystems), 환경변화 및 진화(Environmental Change & Evolution), 극지해양(Polar Oceans)
이 이에 해당되며, 그 산하의 25개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역시 유럽에서 극지연구가 가장 활발한 국가인 독일도 북극 이사회 정식 옵저버 국가이자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회의 정회원국이다. 독일 유일의 극지 연구전담기관인 알프레드베게너 극지해양연구소
(AWI)가 지질 및 지구물리, 극지 생태계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AWI의 연구조직은 지구
과학부(Geosciences)와 생명과학부(Biosciences), 기후과학부(Climate Sciences) 등 3개 파트로 나
눠져 있다. 지구과학 연구부는 지구물리, 빙하연구, 해양지화학 연구, 해양지질 연구 및 고생물학, 주
빙하 연구(Periglacial Research) 파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과학부는 극지생물 해양연구, 해양
생명과학 연구, 연안생태연구, 대륙붕시스템 생태 연구, 생태화학 연구, 통합 생태생리 연구, 원양-저
서(Benthos) 과정, 기능생태 연구파트가 속해왔다. 기후과학부에는 대기 순환 연구, 극지 기상 연구,
관측해양 연구, 해양역학 연구, 해빙 물리 연구, 고기후 역학 연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AWI의 가장
최근 전략은 크게 변화하는 남·북극(The Changing Arctic and Antarctic), 해안의 변화(Coastal
Change), 과거의 교훈(Lessons from the Past), 극지 관점에서의 지구시스템(Synthesis: The
Earth System from a Polar perspective) 등 4개 연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PACES, 20092013).
남극에 인접한 국가 중 가장 활발한 연구를 펼치는 나라 중 하나인 호주는 남극 조약 원초서명국이
기도 하다. 호주의 경우, 환경부(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Water, Heritage and
Arts) 산하 정부부처로 남극연구국(Australian Antarctic Division)이 호주의 남극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호주의 연구전략은 남극조약에서 호주 정부 역할 지원과 영향력 증대를 위해 설계됐으며, 환경
보호, 글로벌 기후시스템에서 남극의 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 어떻게 생물체가 극환경에 적응하고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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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규명에 전략적 초점이 맞춰져 있다(Science Strategy 2004/5~2010/11).
이 연구전략에는 4개의 핵심 연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얼음, 해양, 대기와 기후(Ice,
Ocean, Atmosphere and Climate), 남극해양 생태계(Southern Ocean Ecosystems), 환경변화에
적응(Adaptation to Environmental Change), 남극에서 인간 활동의 영향(Impact of human
activities in Antarctica)이 그 예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남극조약 원초서명국인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북극 이사회 잠
정 옵저버 국가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국립 극지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olar Research: NIPR)가 남북극 연구 활동을 주관하고 있다. 우주 및 고층대기 연구 그룹, 기상 및
빙하연구 그룹, 지구과학연구 그룹, 생명과학 연구 그룹, 극지공학 연구그룹의 다섯 개의 연구그룹으
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 및 고층대기 연구 그룹은 천체자기권 연구 및 극지전리층 연구로 구성돼 있으
며, 기상 및 빙하연구 그룹은 기상학, 빙하학, 해양학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지구과학 연구 그룹은 지
구물리, 지질/지형학, 남극운석 연구 분야로, 생명과학 연구 그룹은 해양생물연구, 육상생물연구,‘펭
귄, 크릴, 해포 등 생물에 대한 해동생태연구’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극지공학은 빙하시추기술 확보,
극한지 에너지 절감기술, 운송/이동/탐사 수단 개발, 극지건축기술, 친환경에너지 생산 기술 연구 등
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극지연구소의 주요연구프로젝트는 기초원천연구, 기술
개발연구, 혁신 과학기술연구의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기초원천연구에는 남북극 지역에서
오로라 현상 연구, 극지 고층대기의 변화 및 동조화(Coupling)에 대한 연구, 극지 대기에서물질순환
에 대한 연구, 남극 해양 중 인도양 연계해역에서 해빙과 해양학적 변화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 측지
학적 접근에 기반한 남극빙상 및 해양 변화에 대한 지구 환경변화 연구, 해빙 변화와 생물생산에 관한
연구, 시차별 관측에 의한 기후변화와 관련한 생물생산 및 가스 생산 시스템의 연구, 빙하코어 분석에
기반 하여 빙하 사이클 동안 글로벌 기후 및 환경변화 연구, 남극빙상과 남극해양 변이에 대한 지질학
적 및 지형학적 접근에 기반 한 글로벌 환경변화 시스템의 연구, 극환경에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변
화, 태양계와 행성의 진화로 12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 개발 연구에는 남극에서 천문 망원
경 구축을 위한 기초기술 개발, 폴리크리스탈 얼음 샘플을 위한 자동결정분석기 개발, 빙상 위에서 활
용을 위한 통합형 무인항공기 및 항공기 발사기(대) 개발, 해빙에 의해 덮인 남극해 조사를 위한 원격
조종해저잠수정(ROV) 및 자율무인잠수정(AUV) 설계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 과
학기술 연구에는 3개의 소주제 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예가 남극의 고립된 환경에서 남극연구
탐사를 대상으로 한 생리 및 심리 연구, 가케 리지(Gakkel Ridge)에서 열수시스템 연구, 행성 물질에
서 다루기 힘든 미량원소(trace elements)의 풍부성 여부 조사를 위한 이차 질량분석(분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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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극지연구는 1987년 남극기지 건설과 함께 해양연구소 극지연구실에서 시작되었다. 이
후 극지 연구부, 극지연구센터, 극지연구본부로 발전을 거듭하여 2004년 오늘날의 극지연구소로 현
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남극조약협의 당사국(ATCO), 국제남극과학위원회(SCAR), 국제북
극과학위원회(IASC) 등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지명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현재 극지기후연구부, 극지시스템연구부 그리고 극지생명과학연구부의 세 개 연구부서가 있으며
크게 지구기후변화연구, 극지저온생물 연구, 극지생물·해양 연구, 극지 지구시스템 연구의 대분야로
나누어 과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구기후변화연구에서는 빙하 연구, 극지 빙하를 이용한 장기 지
구환경변화복원, 아시아 고산빙하 시추 및 몬순변화 연구, 그린란드 NEEM 빙하코어 시추 프로그램,
극지 육상과 대기간의 에너지 교환연구, 고층대기 및 우주환경연구, 극지육상 및 호소/해양퇴적물의
환경연구를 통하여 장·단기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기환경 변화와 자연적·인위적 요인간의 상호 조절
작용을 규명함으로써, 미래의 환경변화 예측 모델 개발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구 환경변화 예측 기술과 대응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극지저온생물연구는 극지생물 다양성
및 진화연구, 유용 극지생물 자원 발굴, 극지생물의 환경적응 기작 연구, 신규 생물소재 개발, 극지 생
물자원은행 구축, 극지유래 결빙방지물질 발굴의 주제를 통하여 극지의 다양한 생물 및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저온성 효소, 기능성 바이오폴리머, 기능성 화장품 소재, 대사활성화제, 고효율 생산공정 등
BT 분야에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생물소재를 개발하며 또한 확보된 극지 생물, 메타게놈 및 유용극
지생물 검색용 DB를 통하여 타 연구자 및 기업체에서 극지 생명현상 기초연구와 다양한 유용 생물소
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극지생물·해양연구는 극지 기지주변 환경모니터링 연
구, 극지생물재현과 활용기반 구축 연구, 극지생물 및 생태계 연구, 극지의학연구, 극지 해양생태계의
물질순환과 온실기체 조절기능 연구, 극지 수산자원 연구에 기반을 통하여 생태계 균형과 환경변화를
모두 고려하는 자원관리 방법을 찾아내고, 미래 생태계 변화의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
고 있다. 극지지구시스템 연구에서는 남극 해저지질조사 연구, 극지역 광역관측망 시스템 구축, 남극
운석 탐사 및 성인 규명, 오호츠크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 남극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인공위
성 측지학을 이용한 극지방 환경변화 연구, 극지 중앙해령 연구를 통하여 지구환경 변화 파악, 극지환
경보존, 지하자원조사, 지구정보체계 구축 등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남극세종과학기지를 비롯하여 북극다산과학기지를 거점으로 하여 여러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극세종과학기지에서는 남극 환경 변화 모니터링, 남극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 연구, 남극 지
질환경 및 자원특성 연구, 빙하 및 대기환경 연구, 고해양 및 고기후 연구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세종과학기지 인근의‘펭귄마을’
이 우리나라 최초로 남극 특별보호구역(ASPA No. 171)으로
지정 및 관리(2009. 04. 19), 세종과학기지가 세계기상기구 기후변화관측소(GAW, Global
Atmosphere Watch)로 등록, 운영(2010년 10월 26일)하고 있다. 북극 다산과학기지에서는 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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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연구, 고층대기환경변화연구, 극한지 유용 생물자원 연구 등이 진행 중이다. 게다가, 2009년 건조
완성된 쇄빙선 아라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남북극 결빙해역에서의 독자적인 극지연구 수행, 남북극
기지에 대한 보급 및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남극
대륙에 제 2기지인 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 완공을 통하여 남극대륙 중심부로의 진출을 눈앞에 두
고 있다. 장보고과학기지는 남극 중심부와 해안으로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를 거점으로
기상 및 대기화학/고층대기 연구, 빙하학 연구, 고기후 및 지질연대학/지체구조 및 지구물리 연구, 해
양학/육상 해양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극한 생명과학연구, 남극 운석탐사 연구 등
특성화된 연구 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살아있는 생물, 심지어 이끼나 지의류조차 보지 못했다.”이 말은 1903년
Robert Falcon Scott이 남극 Taylor Valley를 탐사하고 난 뒤에 언급한 것으로 이후 1970년대 남극
의 Dry Valleys 일대는 무균 상태의 토양 환경이라 인식되었다. 이 지역은 약 8mg/kg 이하의 극단
적으로 매우 적은 생체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중 생물의 성장 속도는 아주 느린 혹은 거의 없는 것
으로 보고되어 왔다. 또한 환경의 혹독함으로 인하여 영양상태가 매우 단순한 혹은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미생물의 분포가 매우 균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간헐적인 선행 연구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생물의 존재가 보고되었으며, 이
를 계기로 이 지역의 생물학적 복잡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New Zealand Terrestrial
Antarctic Biocomplexity Survey(NZTABS)라는 대형 연구가 발족되었다. 본 연구는 생물학, 생태
학, 지형학,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에 이르기까지 다학제간 융합연구로 뉴질랜드의
Waikato 대학과 전 세계 여러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으로 세계 유일무이한 생태
계인 Dry Valleys에서의 다양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지리학적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생물복잡성
(Biocomplexity)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http://nztabs.ictar.aq/index.php).
조사의 최종 목표는 남극 Ross 해의 Dry Valleys의 극한 환경에서 생물 다양성, 지형 및 지리학,
기상학, 환경학적 여러 가지 요소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생물 복잡성 모델을 만드
는 것으로, 주요 질문은“남극 Dry Valleys의 다양한 환경에서생물 복잡성을 결정짓는 주요 생물학
적·환경학적 요인은 무엇인가?”
이다. 이에 대하여 여러 미소서식환경(micro-habitats)에서 발생하
고 있는 생물복잡성 조절요인을 찾고, 이를 토대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요인의 변화를 통하여 생물
군집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2008/2009년을 시작으로 남반구의 여름 조사기간에 진행되고 있으며, 필자는
2010/2011년 세 번째 현장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는 일차로 2010년 11월에 3주 동안의 사전조사를
통하여, 지질학적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샘플링 장소를 선정하였다. 이 때 생물학, 지질학, 지리학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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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Dry Valleys 주변 환경 탐사를 통하여 최적의 시료 채취 장소를 선정(tiles라는 용어 사용)
하였으며, 항공사진을 추가로 촬영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철저하게 사전 준비 작업을 통하여 그 다음
해 1월 본격 현장 방문 탐사를 통하여 시료 채취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의 탐사는 약 9명의 인원이 정
해진 모든 tiles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 조사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3주에 걸쳐 거대 규모의 시료
채취와 토양을 조사하였다. 2011년 1월 5일 남극 뉴질랜드 스콧기지에 도착하여 일주일동안의 현
지 적응 훈련을 받은 후, 베이스캠프가 설치되어 있는 Dry Valleys의 Hidden Valley로 이동하였다.
3주간 캠핑을 하면서 Hidden Valley, Miers Valley, Garwood Valley 일대를 4~5개 조로 나누어
토양 채집 및 현장 분석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1개 조는 미국의 McMurdo 기지에서 분석을 실시하였
다. 채취된 시료는 헬기를 이용하여 약 3일마다 기지로 운반하였다. 기상의 불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500여개의 토양 시료와 100여개의 식생 시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그 다음 해의 조사시
기까지의 대기 모니터링과 계곡에서의 바람에 의한 토양의 운반 패턴 분석을 위한 장비 설치 및 보수
등을 통하여 다음 시즌에 대한 대비도 하였다. 운반된 시료는 각 전문가에 전달되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극지과학은 극지의 자연, 환경적 특수성과 국제 조약 등으로 개별 국가 혹은 개개의 과학자의 활동
보다는 국가 간 협력 또는 연구소 간의 협력에 기반 한 국제 공동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남북극지
역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지구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지역으로 부각되었으며 각국은 현재 인
류가 당면한 공동문제 해결의 원인을 규명과 미래 자원 활용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정부 간 또는 비정부간 국제기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별, 분야
별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사
국제 극지 연구 동향은 극지연구소 미래 전략실에서 작성한“극지 관련 국제기구 과학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도출”
(2009-19)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극지연구소 미래 전략실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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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Valleys 전경 사진

nzTABS의 연구 지역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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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TABS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http://nztabs.ictar.aq/index.php)

2010/2011 NZTABS 팀원

2010/2011 Hidden Valley에 설치된 베이스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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